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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컴퓨터인가?
  Is the Brain a Computer? 

장병탁 교수 / 전기컴퓨터공학부
(뇌과학, 인지과학, 생물정보학 협동과정 겸임)

학부교수 칼럼

4

  뇌과학자들은 컴퓨터를 흠모하여 뇌(brain)를 컴퓨터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연

구자들은 뇌를 흠모하여 뇌를 닮은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고자 한다. 즉 컴퓨터과학자의 관

점에서는 현재의 컴퓨터는 뇌와 비교해볼 때 비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뇌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자 하나 뇌과학자들은 현재의 컴퓨터를 이상적인 모델로 하여 뇌를 연구하고자

하니 흥미로운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보기로 하자. “당신은 사물을 잘 정리정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넣어둔 물건을 잘 찾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하지만 나의 관찰에 의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정리정돈을 잘 하는

사람은 정리된 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을 잘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사물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잘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 

정리정돈도 잘하고 흩어진 물건도 잘 찾아내는 것을 모두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아마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완전하게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불

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No Free Lunch Theorem"의 적용예로 볼 수도 있다.

 컴퓨터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자료구조를 잘 정의해서

정보를 조직화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대충 빨리 저장해 놓고 알고

리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잘 찾는데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 전자는 정리정

돈을 잘 하는 사람의 방식과, 후자는 찾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의 방식과 유사하다. 

 인간의 뇌는 어떤 방식의 정보처리를 수행하도록 진화하였는가? 메모리에 더욱 의존하는

가? 아니면 계산에 더욱 의존하는가? 원시 환경하에서 인간의 눈앞에 맹수가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방향으로 도망칠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빨리 도망가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적어도 생물학적으로 뇌는 지금의 디지털 컴퓨터와 같

이 정확한 연산을 수행하는 계산 장치로 진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 보다는 실

시간에 환경을 지각하고 신속히 행동을 선택하는 “예측 장치”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인

공지능 관점에서 메모리 의존과 계산 의존의 관계는 학습과 추론의 관계(How Much Lea

rning and How Much Inference?)와 유사하다. 학습의 결과는 메모리에 저장되므로 학습

은 미리 계산을 수행해 두는 것이고 추론은 현장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학습중심 

정보처리와 추론중심 정보처리는 Data-driven vs. Model-driven Approach 또는 Bottom

-up vs. Top-down, Emergent vs. Programmed Behavior의 관계와 상통한다. 곱셈 계산

을 예로 들어보자. 9 곱하기 8은 얼마인가?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서 어떤 정보처리 과정을 거쳤는가?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계산과정을 거쳤는가 아니면 바

로 72라는 답을 메모리에서 인출하였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처리를 수행하였는가?

인지과학적으로 곱셈 연산은 기억에 의존하는, 즉 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처

음으로 곱셈을 배울 때는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계산을 한다.

이처럼 새로운 문제를 접하거나 문제 해결의 초기에는 우리가 처리(계산) 능력을 활용한다.

즉 추론에 더욱 의존한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점차 추론 보다는 학습에 의한 

기억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추론에 의존하던 일들을 기억처리과 

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진다. 일단 빠른 시간내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한 기억에 의존한 처리는 다양한 정보를 순간적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계산 위주

의 추론 보다는 가변적인 상황이나 불확실성 하에서 안정된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오히려 

유리하다. 뇌에서는 넓은 영역에 걸쳐 분산된 신경망이 현재 지각한 정보들을 기존의 저장

된 기억과 연합하여 패턴형태로 학습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적분(integration) 

연산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뇌는 시간에 대한 “적분 기계”인 것이다! 이는 현재의

컴퓨터가 복잡한 문제를 잘게 나누어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미분 장치 (Differe

- ntial Engine)라는 점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뇌는 시간에 대한 적분 기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간에 대한 적분 기계이기도 하다. 운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눈으로 길을 보면서, 귀로는 주변의 소리 (라디오 방송 포함)를 들

으면서, 손으로는 핸들의 감각을 느끼면서, 발로는 브레이크와 가속도 페달의 감각을 감지

하여 이 정보를 모두 동시에 적분하며(integrate) 운전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 즉 다양한 

감각정보들이 서로 통합되어(Multimodal Sensory Integration) 처리된다. 이 중에 어느 하

나의 감각정보가 부족하여도 운전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이

모든 감각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할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차원의 다양한 정보(감각, 모달리티)를 활용하는지 관찰해 보라.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일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의 컴퓨터가 언어나 시각처리

와 같은 인공지능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중의 하나는 분명히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속적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즉 “적분”하

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리해 보면, 위에서 나는 현재의 컴퓨터와 비교해 볼 때 뇌는 계산기라기 보다는 시공간

적패턴을 통합하는 적분 장치라고 보았다. 적분하는 과정은 학습이며 적분의 결과는 기억

으로 저장된다. 그러나 이 기억은 지금의 컴퓨터에서의 메모리 장치와는 달리 시간적 공간

적인 연합(association)을 통해서 저장되며 따라서 기억을 인출 (검색)할 때에서 연상작용

을 통해서 정보를 호출하고 추론한다. 깨어있는 뇌는 지각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지속적으

로 반응하여(Continuity Principle), 많은 수의 뉴런들로 구성된 망의 형태로 분산코딩하여

(Distributed Population Coding) 학습하고, 분자수준에서의 물리적인 자기조직화(self

organizing) 를 통해서 저장된다. 이와 같은 자기조직기반의 군집코딩 방식은 같은 정보(개

념)가 여러 형태의 신경네트워크 상태로 표현 (Degeneracy Principle) 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뇌가 유연한 연상정보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이와 같

이 끊임없이 평생동안 학습하는 (Never  Ending Lifelong Learning) 시공간적 적분기계

(Spatiotemporal Integration Machine) 로서 뇌의 기능을 모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컴

퓨터(이러한 기계는 더 이상 컴퓨터라고 불리지 않을 수도 있다) 를 만들려는 시도는 컴퓨

터공학 및 전기전자공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는 연구 주제이다. 이러한 컴퓨터는

하나하나의 소자가 100% 정확하고 빨리 동작하기 보다는 각각의 소자는 느리고 에러를 

허용하되 회로망을 구성하는 많은 소자들이 군집적으로 안정된 정보처리를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컴퓨터는 현재의 실리콘 기반의 디지털 회로로도 구현은 가능할 것이나

궁극적으로 복잡도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분자수준의 화학적인 반응과 같

은 초병렬적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구현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시공간적

적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컴퓨터는 특히 언어정보처리, 시각정보처리, 인간기계상호작

용, 인지로봇 등의 분야에 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뇌과학 및 인지과학

과 같은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뇌의 자기조직 및 연상정보처리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의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도전의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

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자기조립 분자컴퓨팅을 이용한 연상정보처리 기술 개발
DNA 분자들의 화학적 자기조립 특성을 이용한 초병렬적

연상정보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분자수준의 패턴인

식과 분자 진단에 활용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데모함. 
 
    관련 논문 
 I.-H. Lee, K.-A. Yang, J.-H. Lee, J.-Y. Park, Y. G. Chai,
 J.-H. Lee, and B.-T. Zhang, “The use of gold nano
- particle aggregation for DNA computing and logic
- based biomolecular detection, Nanotechnology, 
19:395103, 200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과기부 국가지정 연구실 (NRL)

과제로 수행한 “DNA 칩 지능 설계 및 분석 기술” 이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됨. 

진행 중인 연구과제 및 새로운 연구과제

교차연상 기반 정보 추출 및 생성 기술 개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크로스 모달리티 연관정

보 추출 기술 연구, 효과적인 연관정보 추출을 위한

확률그래프모델 기반 학습기술 연구, 연관정보 추출

을 통한 멀티미디어 자동 태깅 기술 연구를  수행하

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원천기술을 개발함. 과제명 : 멀티미디어

데이터 자동 태깅을 위한 확률 그래프 모델 기반의 

Cross Modality 연관 정보 추출 및 생성 기술 개발, 

2008-2010, 한국연구재단.

기계학습 기반 차세대 맞춤형 추천 기술
기계학습 기법 기반의 멀티모달 패턴 처리 및 복합 

정보 분석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특성 및 

상호작용 분석 기술과 멀티 모달 복합 정보 추출 기

술을 접목한 차세대 추천 기술을 개발함. 과제명:차

세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기계학습 기반 멀티모달

복합정보 추출  및 추천기술, 2009-2014,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가상 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아바타 개발
감정 모델을 활용하여 군중 아바타의 자율 행동을 제

어할 수 있는 학습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가상 환경에서 만들어진 군중 아바타가 자연스러우

면서 다채로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함. 과제명: 3

차원 가상환경에서 군중 아바타의 자율 행동 생성 기

술, 2009, 삼성종합기술원.

장병탁 교수의 
바이오지능 연구실
(Biointelligence Lab)

  연구실 소개 및 연구 분야

본 연구실은 (i) 뇌의 시냅스 가소성(synaptic plasticity)

기반 바이오정보처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ii) 이를 모사한

학습기반 인지정보처리 아키텍처와 알고리즘을 개발함

으로써 (iii)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술을 개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분자망, 셀어셈블리 및 코텍스 수준에서의 군집코

딩(population coding) 기반의 연상기억정보처리를 모

사하는 확률그래프이론 기반의 학습 및 추론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주요 실적

인지적 기억 및 학습에 대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개발
분자들의 자기조립을 모사한 인지적 연상기억 모델인 

하이퍼네트워크 아키텍쳐와 이를 학습하기 위한 베이지안

진화연산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멀티모달 데이터

기반 인지정보처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관련 논문
B.-T. Zhang, “Hypernetworks: a molecular evolutio
- nary architecture for cognitive learning and mem
- ory ”, IEEE Computational Intelligence Magazine, 
3(3):49-63, 2008.


